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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5기 홍보대사 'SOLA FIDE'

2

총장 메시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ACTS 가족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
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
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Sing to the Lord, praise his name; proclaim his salvation day after day.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his marvelous deeds among all peoples.
|시편 96편 2~3절(Psalms 96:2-3)

할렐루야! ACTS 캠퍼스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 <ACTS 알리미>가

니다. 또한 여러 선교연구원 & 선교단체와

의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지난 1학기에

<Sola-Fide>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앞

함께하는 <선교대회>를 통하여 축제의 열

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월

으로 학교를 알리는데 더욱 더 힘쓰는 도약

기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드비젼, 선교한국 등 다양한 기관과 인도

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CTS 홍보대사

결단이 ACTS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

Union Biblical Seminary(U.B.S), 캐나

<Sola-Fide>가 학교를 널리 알려주는데 수

니다. 9월은 신입생 모집의 달 입니다. 매년

다의 Canada Christian College(C.C.C)

고해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또한, 6

점점 많은 학생들이 ACTS에 지원을 하고

등 다양한 해외 유명대학들과 M.O.U를 맺

월에는 제 2차 영국기도선교를 다녀오며 다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

으며 앞으로 넓은 미래를 기대해 보게 되

시금 그 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또 한번 느

한 가족들이 ACTS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

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인도 U.B.S의

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세아를 넘

망합니다.

Dr.Singh 학장님을 모시고 41주년 기념예

어 세계선교를 꿈꾸는 ACTS가 언제나 영국

지난 40년간도 지키셨고, 지금도 함께하

배를 드리며 ACTS의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땅을 마음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

시며 앞으로도 우리 ACTS를 이끄실 하나님

앞으로의 날을 기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망합니다.

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월에는 교수-학생이 함께하는 스승의 날

이번 2학기도 역시 은혜로운 <신앙수련

ACTS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사제간의 귀한 시간을

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코너스톤교

모든 교직원, 학생·동문, 후원자 모두가 더

보내었고, English Drama 수업 발표를 통

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이종

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기를

하여 영어 연극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

용 목사님께서 ACTS의 가족들과 함께 은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학기에

로운 시간 또한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

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2학기에

도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여 귀한 하나님

이 아픈 네팔지진을 위하여 함께 마음모아

는 ACTS의 꽃인 축제, 어울림제가 진행이

의 일꾼으로 훈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헌금을 하며 위로의 마음을 나누

될 예정입니다. ACTS의 모든 가족들이 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

었습니다. 아직도 회복가운데 있는 네팔이

나 될 수 있는 귀한 축제의 장 속에서 이루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운데 속히 회복되기를

어질 일들이 벌써부터 너무나도 기대가됩

Soli Deo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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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ACTS family and co-workers in Christ,
Hallelujah! We can feel God‘s grace and

missions, I hope that we can always keep

is planning to begin. Each year, a growing

love in the ACTS campus. The first semester

the land of England in our hearts and go on

number of students are applying to ACTS

was also filled with God's grace. We suc-

forth for prayer in unity.

and we are praying that God will also guide

cessfully concluded the M.O.U with vari-

This second semester will also begin with

valued members into ACTS this time. We

ous organizations such as ‘World Vision’

the <Spiritual Retreat> that will be filled

look forward to the ways God will work

and ‘Mission Korea’ as well as different

with the grace of God! During the Spiri-

through ACTS and lift up all our thanks and

prestigious foreign universities including

tual Retreat, Pastor Jong Yong Lee, who

praise to God who has protected us for the

‘Union Biblical Seminary (U.B.S)’ in India

is ministering in ‘Cornerstone Church’ in

past 40 years and will continue to lead ACTS

and ‘Canada Christian College(C.C.C)’ in

the United States will be invited to join the

in the days ahead! It is my anticipation for

Canada as this brings expanded anticipation

ACTS community to share the inspiring

all the teaching staffs, students, alumnus,

about the upcoming future. Last April, we

message of God that will certainly touch our

and sponsors of ACTS to become more ea-

invited Dr. Singh, the dean of U.B.S in India

hearts. Especially, <Eowullim Festival>, the

ger about seeking for God and loving Him

for the 41st anniversary commemoration

most anticipated festival of ACTS is planned

through the many events that will take

service and it was a time to reflect back on

be held during the second semester. I am

place in ACTS. I hope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ast of ACTS as well as look forward to

already very excited about the things that

faithful to the lives that God has allowed

the upcoming days. In May, we had a sports

will happen during the meaningful festival

in the second semester and become trained

meet in celebration of Teacher's Day where

where all the members of ACTS will come

into admirable leaders of God. Let us all

professors and students came together and

together. Furthermore, I am anticipating

look forward to how God will work through

spent a very meaningful time. Addition-

for the <Mission Festival> joined by mission

us! All glory be to God!

ally, the English Drama course presentation

researchers & organizations to not only add

provided a very meaningful time where we

excitement to the festival but also for the

had the privilege to hear the gospel through

determination for the nations to overflow in

an English play. We came together to pray

ACTS. Beginning from September, recruit-

for Nepal after the tragic earthquake and

ment of freshmen for the school year 2016

Soli Deo gloria!

주후 2015년 10월 양평 집무실에서
총장 김 영 욱 올림

shared sadness and comfort for Nepal. We
sincerely pray for Nepal to promptly recover
through God's love and grace as they are
still in the midst of recovery. The previous
<ACTS Alimee> has been transformed with
the new title <Sola-Fide> and will be making a new leap forward to promoting our
school. We are looking forward for <SolaFide>, the honorable ambassador to exert
great efforts in making our school known to
the public. In addition, the second England
prayer mission trip during June was a time
to experience the love and passion for that
particular region. As ACTS is dreaming of
going beyond Asia and advancing int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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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지진 위한 후원금 전달 예정

2016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제2차 영국 기도선교

SIM 여름캠프

미국, New Hope Christian College와 M.O.U

선교영어학과, 네팔로 해외봉사 다녀오다

디모데 리더쉽 훈련

제37회 선교대회 개최

북한의 현실을 찾아가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로 향한 학생들

ZOOM IN ACTS
SPECIAL REPORT

신앙수련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후배들에게 말한다!

ACTS신학연구소, 제1회 ACTS 신학포럼 개최

학부모편지

제1회 기독교대안학교 우수교육사례 수기공모전 시상
ACTS 홍보대사 ‘Sola Fide’로 이름 확정

AIGS REPORT

AGST-Pacific 출범

2015년 2학기 국제교육원 신입생 입학

Well International과 자매결연

국제교육원 졸업만찬 행사

미얀마선교연구원 원장 임명

축구선교단, 제13회 할렐루야컵 우승
한국여성복음봉사단, 우리대학 방문
YP1318 청소년문화축제 자원봉사 참가
태평양아시아협회 하계 해외봉사 참가

ENGLISH SUMMARY
2016 정시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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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특집

England

)
2조(Cambridge 지역

제2차 영국 기도선교

Cambridge 지역은 런던과 북부지방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세계적인 College가 모여 있는
영국의 대학도시임과 동시에 많은 기독교 교회
가 유대 회당, 이슬람 센터, 불교 센터, 인도 사

1조(Bedford 지역)

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독특한 도시였다. 이곳

Bedford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다양

약, 알콜 중독, 편모 가정이어서 생각보다 훨씬

한 국적의 사람들이 정착한 다문화 도시로서 다

열악한 환경이었고 더불어 주일 예배의 대부분

문화공동체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이다. 많

이 젊은층 대신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

은 추억과 기억이 있었지만 처음과 끝은 역시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교회 이웃들은 주로 저소득 계층으로 이혼, 마

나 기도였다. 시차적응도 안된 상태에서 이틀

우리 팀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한국의 밤’

간 밤을 지새우며 릴레이로 연속기도를 이어갔

행사를 개최해 한국의 대표적 문화인 제기차기

고,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와 공기놀이를 즐겼고 또 한국 음식을 직접 대접

‘standing worship’으로 9시간에 걸쳐 이어진

하며 영국 교인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철야기도회에도 참여하였으며 낮에는 길거리

1130년에 건립된 Round Church에서 열린

전도 등 ‘영국기도선교’의 이름에 걸맞게 모두들

기도회에서는 언어는 달라도 영국교회와 한국

책임을 다하였다. 특히 2013년 7조 ‘Harmony’

교회를 두고 서로 하나가 되어 뜨겁게 기도했던

가 방문하였던 Winchester Four Marks

그 감동은 이번 일정 중 가장 큰 은혜로움으로

2015년 6월 23일,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COGS(Church of the Good Shepherd)를 재

남아있다.

번째 영국기도선교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2

방문하여 지난 2013년 방문 이후 발전한 교회

우리는 영국을 두번째 방문함으로서 그 변화

년 전 처음 준비했을 당시의 우왕좌왕했던 모습

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 한 것은 너무도 특

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

과는 달리 그동안의 노하우로 차근차근 진행되

별했고 은혜로웠다.

리 또한 변화할 수 있었다. 우리는 더 뜨거워졌

는 올해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 대학이 짧은 시

다문화 도시로서 특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고 더 성장했다. 무엇보다도 영국을 포함한 잃

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왔는가를 알수 있는 부

영국의 Bedford, 그리고 “Peace be with you”

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김으로서

분이었다. 2014년 2학기부터 준비를 시작으

로 인사하시며 사랑으로 맞아주셨던 Howard

더 애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로 2015년 3월에 모집된 영국기도선교팀은 1

목사님. 모든 경험과 시간과 만남들은 단기선교

우리는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는 ACTS로부

조와 2조로 나뉘었고 1조는 Bedford로, 2조는

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했던 큰 은혜와 감동이

터’라는 우리 대학의 슬로건에 맞게 계속 나아갈

Cambridge로 향하게 되었다.

되었다.

것이다. Peace be with you.

이상재 (신학과)

장미희 (신학과)

학생 소감문
박예진 (선교영어학과)
처음 영국 선교에 대한 갈망은 없었다. 심지어

영국에서 우린 정말 기도에 매달렸다. 밤을

지금까지 생각했던 선교는 우리보다 잘 살

광고를 보아도 아무렇지 않았지만 친언니의 심리적, 경제

지새우며 했던 릴레이 기도와 예배의 한순간 한순

지 못하는 동남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가서 그들에

적 도움이 나를 이끌었다. 그렇게 떠나게 된 영국기도선

간을 잊을 수 없다. 영국기도선교를 떠난 것인데 그

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을

교는 나에게 큰 자극과 도전을 주었던 나날들이었다. 선

땅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는 것인

진국을 상대로, 그리고 기독교 강대국을 상대로 기도 선

회하게 될까? 라는 생각에 마음을 거듭 다잡았다.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강대

교라니,, 처음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었지만 직접 눈

런던 집회 가운데에서 “기도의 열매는 더 기도하는

국인 영국에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하겠다는 건지 이

으로 보고 듣고 생활을 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특히 우

것입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

해가 되지 않아서 부모님 때문에 신청은 했지만 진

리 팀이 가게 된 지역 중의 하나인 캠브릿지는 가난한 동

한다. 정말 그 말대로 기도의 열매는 더 기도하는

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었다. 하지만 영

네로 옛적에 문둥병자를 수용했던 격리 장소였다. 지금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 정말

국 현지에 도착하여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놀라지

사라지고 없지만 여전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다. 영국에서의 경험을 통하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이야기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이혼자들이 존재했다. 하

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귀한 시

를 듣고 기대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들의 기도는 우

지만 이들을 위해 기도로 뭉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간이 많았던 것에 감사드리게 된다.

리의 기도보다 더욱 뜨거웠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

그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

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영국인

기 위해서 기도로 뭉친 사람들이었다. 사역을 시작한 처

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기도가 더 뜨거워

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이 시간은 아직까지

졌고 한국에서는 간절하지 않았던 나의 기도가 오

기독교가 얼마나 강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은 생각이 들 정

히려 더 간절해졌다.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후회가

도로 강렬했다. 특히 캠브릿지 타운에서도 가장 오래된

되는 것은 베드포드의 교인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Round Church에서 이루어졌던 기도회는 나에게 큰 자

나누지 못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

극을 주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위해 이렇게 기도

이다. 영어 공부에 대한 열망도 생겼다. 다시 한번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다. 기도의 힘을 절실

영국을 찾고 싶다.

하게 느끼고 왔던 나날들에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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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선교영어학과,
네팔로
해외봉사 다녀오다
선교영어학과 김한성 교수와 선교영어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소속의 15
명 학생들이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과 그 외 여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을 위해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13일간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
봉사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 해 9월부터 참가학생을 모집하고 약 9개
월 동안 준비하였다.
6월 26일부터 28일, 2박3일 동안은 네팔 카트만두한인교회의 중고등부 학
생들을 위해 여름수련회를 인도하였는데 특히 30여명의 한인 중고등학생들
이 지진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놀이들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들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카트만두 인근 지역의 린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교실환경 개선사업 및 지진 트라우마 치유 수업을 진행했다. 본교
선교영어학과의 봉사 활동을 네팔의 대표 방송국 중 하나인 아라니코 방송
(Araniko TV)이 취재하고 저녁 뉴스에서 두 차례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다.
우리대학 선교영어학과는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섬김의 실천을 실제로 가르치기 위해 작년부터 매
년 여름에 해외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타문화권에서 섬기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도 많이 배웠다고 한다. 김희은(선교영어학과 2학년)학생은 “이
번 해외봉사 경험을 통해 타문화권 사역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더욱 분명해
졌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Russia
윤택진외 4명의 학생들은 자비로 북한선교를 위해 지난 6월26일부터 7월10

북한의 현실을 찾아가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로
향한 학생들.

일까지 14박15일 동안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왜
러시아인가? 라는 질문에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북한선교를 위한 수많은
협의회 및 기관이 있지만 이곳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의 북한선교는 진정
으로 북한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벌목공으로 일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통해 북한 현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좀 더 북한선교를 알고 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
했다. 이번 단기사역은 하바로브스크 지역에서 이미 약 15년 이상 사역을 해
온 유철 선교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생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기도제목을 나누었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
전과 사명이 또 다르게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역을 다녀온 윤택진
학우는 “현재 우리는 매달 1번씩 선교사님의 북한선교사역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러시아
로 사역을 갈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비록 이들의 나이와 경험은 많지 않지만 크나큰 포부와 비전을 통해 하나님
이 이끄실 미래를 기대해 본다.

Special Report

국제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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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지난 2012년부터 캐나다의 프로비던스대학교(Providence University College)와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복수학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본격적인 학생교류가 시작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3명의 본교 학생들이 프로비던스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4월, 양교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첫 번째 졸업자들이 탄생한 것이다. 신학과 이종훈과 선교영어학과 노영
은, 최민영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이 졸업 후 후배들을 위해 남긴 한마디를 옮겨본다.

ACTS - 프로비던스대학교(캐나다) 복수학위 취득!

후배들에게 말한다!

이종훈 이 곳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심 없이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유학이라는
첫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처음엔 반신반의
하였지만 기도로 준비하며 확신이 섰을 때 준
비하는 과정마다 하나씩 잘 풀렸던 것 같습니
다. 유학을 준비하는 후배님들께 '도전'과 '기
도'로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노영은

먼 땅으로 가보고 싶지만 아직 용기내지 못하
고 계신 후배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낯선 장
소이고 경험해 보지 못한 문화 환경에서 공
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요. 저도 그랬고
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 지금
크게 보이는 걱정들이 용기낸 후에는 언제 그
랬냐는 듯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캐나다에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
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후배님들이 앞으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외국대학 학생교류 문의 : 국제교류협력실 031-770-78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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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편지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다.
이 글은 그 편지를 읽은 학부모님께서 쓰신 답장입니다.

학부모편지

총장님~~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입학한 15학번 선교영어학과 정○○ 학생의 엄마입니다.
총장님의 이메일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독수리 타자
지만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하나 뿐인 제 딸을 ACTS에 보내놓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부
터 기도했고 찾았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서울대라고 말
할지 모르지만 저는 ACTS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학교이
기에 성도로서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하며 또한 수많은 신학대학 중에서 가장 말씀에 입각해서 학
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학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파를 나누고 서로 배타적인 것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ACTS는 초교파 신학대학이라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큰 교단들이 배교의 길로 가는 이 시대에 진리를 외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어쩌면 유일한 대학이라는 생각에 지원을 시키게 됐습니다.
면접시험을 보러 가던 날 데려다 주고만 오려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선배학생들이 수험생들을 축복
하며 열렬히 환영해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도 모르게 함께 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기
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순서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굳어졌고 그
때부터 이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소원하게 됐습니다. 꼭 저의 바람이 아니어도 1박2일 캠프에 참
여하면서 제 딸은 이미 ACTS학생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중략)
저는 하루 밖에 못 갔지만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물론 모든 교
수님들이 그냥 뵙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멋지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느껴졌습
니다. 평소 교수님들, 강의내용, 좋은 선배, 좋은 동기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참으
로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합니다.
이제 겨우 한 학기를 다녔지만 딸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총장님 이하 모
든 교수님들, 그리고 선배 학생들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학생들 모두가 자랑
스러운 ACTS인이 되어가길 바랍니다.
총장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힘내셔서 제자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ACTS가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그리고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그런 좋은 학교의 학생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총장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메일을 받아보면
서 제 마음을 전하려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ACTS 화이팅! 사랑합니다^^

AIGS Report

AIGS

국제교육원

2015년 2학기
국제교육원
신입생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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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국으로 돌아가 지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과 지역

지난 5월 입학사정을 거쳐 가을학기 총 4명의
외국인학생이 입학을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학생이 입학을 하여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해 졌다. 올

가을에 입학한 학생들은 왼쪽부터 Gizaw Indrias Belete(신학석사, 에티오
피아), Sanjay Maharjan(신학석사, 네팔), Soe Win Naing(신학석사, 미얀마),
Thomas Aaron Martin(신학박사, 인도)이다. 이들이 학교 생활과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사회 사람들을 위해 후원금, 구호물품 등을 직접 전달해주었다. 우리
대학 국제교육원(AIGS) 소장인 김성진 교수도 현지 사태 파악과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 네팔을 방문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
다. 현재 이천백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아졌고 올해 안으로 각 피해지역
에 후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SIM
여름캠프

10월28일(수), 국제교육원 포럼이 N101에서
Dr. Willem A. VanGemeren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17번째 포럼으로서
8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강당을 가득 메

웠다. VanGemeren 교수는 성경을 볼 때 오직 믿음으로 화답하며 읽
는 것,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시편 33편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을 집중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 한 권의 성경
에까지 연결하며 읽는 법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한 부분은 많은 학생

국제교육원
졸업만찬 행사

들로부터 박수로 화답하게 하였다.
지난 6월4일(목), 학생회관 북카페에서 AIGS 특

한편 우리대학 김성진 교수, 조휘 교수의 구약 스승이기도 한

별 졸업 만찬 행사를 가졌다. 현재 타국에서 공

VanGeren 교수 또한 참석하여 AIGS 학생들에게 구약 모세 오경에 대

부하는 학생을 위한 자리기도 하였지만 곧 졸

해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를 위한 행사이기도 했
다. 식사에 앞서 졸업 예정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을 가진 후 저녁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을 위해 한국협력선교회
의 일원인 박미옥 집사 외 4명은 손수 준비한 잡채, 닭강정, 불고기등
의 음식을 학생들 모두에게 베푸는 등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었다. 또
한 한국여성복음봉사단에서 셔츠를 선물함으로서 먼 땅에서 외로이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웃음 꽃이 피어나게 했다. 네팔에서 온 바
랏, 만질라 부부는 “ACTS 국제교육원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축복이
고 공부하는 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너무

디모데
리더쉽 훈련

감사하다” 고 전하였다.

6월 22일(월) ~ 25일(목), 1차 디모데리더쉽훈련
(Timothy Leadership Training-TLT)영어과정이 우
리대학에서 집중과정으로 개설되었다. 본 과정의
강사는 Dr. Harold Kallemeyn로 CRC교단 소속 프

랑스 선교사로 30년 이상을 사역한 경험이 있다.
20여명의 AIGS 학생들과 외부 수강자들이 아침 8:30부터 저녁식사
후 모임까지 꽉 찬 스케쥴로 집중 훈련을 받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참

네팔지진
위한 후원금
전달 예정

가자들은 단순히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신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었
던 시간이라고 말하였다. 이번 훈련에 참가했던 가브리엘(M.Div. 2학
2015년 4월 25일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네

년) 형제는“이번 훈련이 나의 사역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팔에서 일어났다. 이 지진으로 인해 네팔, 중국,

특히 어떻게 나의 행동 계획을 세울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 구성원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8천 400

을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웠다”고 말했다.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디모데리더십훈련의 다음 강좌 개설은 내년 2월이다. 한국어과

네팔에서 온 10명의 AIGS학생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정과 영어과정이 동시에 개설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영어로 어려움을

위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 , 구리 YMCA,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후원금

겪어 수강하지 못했던 학생들도 한국어과정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될

과 후원물품을 지원해주었다. 몇몇의 네팔학생들은 방학동안 급히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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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간증

저는 현재 AIGS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바랏(Bharat

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원곡시장 거리를 걸으며 기도하기 시작했

Rasaili)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M.Div. 과정을 위해 ACTS에 왔

습니다. 주일 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그 곳에 나가 네팔사람들을 찾

던 2011년에는 교내에 주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한국

아 대화를 나누고 또 센터로 초대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외로움에

에 온 저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무척이나 외롭고 힘든 날을 보냈

지쳐 있던 많은 몇몇 네팔 사람들이 초청에 반응했고, 이후에는 온

습니다. 그러던 중 한 형제의 소개로 안산에 있는 온누리M센터를

누리M센터에서 토요일 밤을 보내며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 영어 예배에서 네팔 형제 2명을 만날 수 있

니다. 지금은 50~60명이 정기적으로 네팔어 예배를 진행하고 있

었습니다. 한명은 타 신학대학에 재학 중인 신학생이었고 다른 한

습니다.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

명은 초신자였습니다. 주일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고향

만, 그 때마다 ACTS의 교수님들이 제게 멘토와 상담자가 되어 주

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중 머지 않아 신학생 형제가 학교를 졸업

셨습니다. 제게 교수님들이 항상 상담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저

하여 네팔로 돌아가게 됐고 결국 둘만 남게 되었지요. 이후 온누

도 안산의 많은 네팔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리교회에서는 신학생인 저에게 안산 지역의 네팔공동체를 이끌도

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록 책임을 맡겨 주었고 너무 큰 부담에 눌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니다. ACTS는 제게 신앙과 사역의 기초를 닦게 해준 곳입니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ACTS는 저에게 전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곳입니다. 저의 남은

단 둘이서 무엇을 어떡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

학업과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랏(Bhara Rasaili) 형제 간증문
조직신학전공, 석ㆍ박사통합과정과정, 4학기
My name is Bharat Rasaili. I am from Nepal. I am

practicing the Korean language, learning gospel songs

currently enrolled in the Th.M.+Ph.D. program in

together, and counseling one another. Many Nepalese

ACTS AIGS. When I came to ACTS in 2011, I longed

were depressed; they were lonely and home sick. So we

for a Sunday worship service to attend because we

tried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would remind them

did not have a Sunday worship at ACTS. With the

of home. We cooked Nepali food, ate together, shared

help of my friend I visited Onnuri M Center to attend

together, and spent nights together as well. Because

their English worship service on Sunday. When I

of that closeness every Saturday night many brothers

went there I found that there were only 3 Nepalese

joined our fellowship. And by the grace of God we now

members including myself. The M Center soon gave

have 50-60 regular members.

me the responsibility of establishing a Nepalese

When I am feeling down I often seek counseling from

Community after the Nepali brother who used to

the professors at ACTS and I use what I have learned

lead the community worship returned to Nepal. I was

from my classes in the ministry. ACTS has provided the

worried but I prayed to God.

foundation of my theological study and my ministry.

Every Saturday I walked along the Ansan Market St.

ACTS has inspired me to become involved in evangelism.

and prayed silently. Eventually, I was able to meet many

I believe as soon as we accept Jesus Christ as the Savior

Nepalese and we became friends. I invited them to our

of our soul, our mission starts immediately to tell others

Saturday night meetings at the M Center and we spent

and save them from eternal death. Please pray for my

time together sharing, praying, having bible studies,

studies and ministry. May God bless you abundantly.

Zoom i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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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n ACTS
난 41년간 ACTS는 ‘아세아 복음화’라는 설립목적을 향
신앙수련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여 외길을 달려왔고, ‘복음주의적, 국제적, 교회연합
적’ 신학대학원/대학교라는 정체성을 지켜왔다”며 “초
창기부터 ACTS인들은 이 공동체의 특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시아와 세계를 품은 아름다운 선교의 비전을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Saleem Younas(AIGS Ph.D.
candidate, Old Testament), 조권수 목사 (Ph.D. 수료, 역
사신학), 박종원 목사(Ph.D. 과정, 선교신학) 등이 발제자
로 나섰다.
한편 ACTS 신학연구소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교수들
과 함께 전공분야별 연구와 교육방법 계발을 위한 논의

우리대학은 9월 2일(수)~4일(금), 가을학기 신앙수련회

를 했으며, 앞으로 ACTS의 모든 학생들도 교수진과 연

를 개최하였다. 이번 수련회에는 LA 코너스톤교회 이

대하여 ‘ACTS 신학-신앙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

종용 목사를 주 강사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

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소에서”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개회예배를 ‘사
43:1-3’ 의 본문과 함께 “택함을 받은 자” 라는 제목의

제1회 기독교대안학교 우수교육사례 수기공모전 시상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매 예
배의 순간마다 이종용 목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은혜와 감
동이 함께한 순간이었다.
한편 이종용 목사는 1년 전 가을학기 신앙수련회에도 함
께한 바 있어 학생들에게는 이미 친숙하고 인기있는 목사
이다. 그 당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기본점검’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바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 이

8월 13일(목) 「제1회 기독교대안학교 우수교육사례

상의 깊이와 경험으로 신앙수련회를 이끌어갔다. 이번에

수기공모전」시상식을 진행하였다. 6월 1일부터 동월

참여한 서○○ 학생은 “새학기에 앞서 신앙을 점검하고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수기공모전은 우리대학 기독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학우들과

교교육상담학과에서 대안학교 우수교육사례를 발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여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
하였으며, 총 12개 학교에서 30여명의 교사와 학생이

ACTS 신학연구소, 제1회 ACTS 신학포럼 개최

참여하였다.
심사를 맡은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김준수 교수는 “참여
자들의 수기 속에서 학생들을 위해 눈물과 기도로 씨름
하고 있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기독교대안학교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을 볼 수 있었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총장상(대상)은 소명중고등학교 정승민 교사와, 꿈의학

지난 6월 18일(월), ACTS 신학연구소(소장 장해경 교수,

교 이나영 학생이 각각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우수상

이하 연구소)는 우리 대학 본관에서 제1회 ACTS 신학

4명, 장려상 8명 등 총 14명의 교사와 학생이 수상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

영광을 누리었다.

학연구원/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ACTS 신학공관’

한편 이번 수기공모전 수상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수

및 ‘신앙운동’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장해경 교수

기집으로 발간하여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함

는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주제발표에서 “지

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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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사랑으로 채운다’라는 설립 정신으로
ACTS 홍보대사 ‘Sola Fide’로 이름 확정

ACTS 미얀마선교연구원 원장 임명

내밀어 온 ‘국제구호개발단체’이다. 양 기관

우리대학 홍보대사 공식 명칭이 공모를 통해

은 선교교육 및 다양한 선교활동에서 상호

결정되었다. 2015년 운영 중인 홍보대사 5

협력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고 특히

기는 이미 왕성한 활동으로 분주하지만 홍보

해외 선교지망생 양성, 장·단기 선교인력

대사 고유의 이름을 적극 활용해 더 효과적

동원 및 파견, 선교지 선교전략 교육에 대

인 홍보에 임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한 연구 등을 진행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

대학 관계자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아

로 하였다.

세아연합신학대학교 공식 ‘Facebook’을 통
해서도 공모된 이름 후보는 내부 투표를 통
해 정해졌고 최종적으로 ‘Sola Fide’로 결정
되었다. ‘Sola Fide’는 ‘오직 믿음’ 이라는 뜻
의 라틴어로 대학의 정체성과 방향을 잘 나
타낸 것이라고 관계자는 답하였다. 선정된
이름과 함께 향후 활동해 나갈 홍보대사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AGST-Pacific 출범

지구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손을

지난 7월 5일, ACTS 미얀마선교연구원 원

미국, New Hope Christian College와 M.O.U

장으로 지구촌순복음교회 강동인 목사가
임명되었다. 지구촌순복음교회는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선교해 온 교
회로 금번 강동인 목사가 ACTS 미얀마선
교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게 되면서, 양 기
관이 아시아 선교 확장에 협력 체제를 수
립하게 되었다.
우리대학은 지난 8월, 미국 Eugene에 위
2016학년도 입학설명회 개최
지난 7월 11일(토), 우리대학 강당에서
2016학년도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번 입학설명회에서는 201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전형 및 정시(나)군 모집전형의 특
징과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안

지난 7월, AGST-Pacific(하와이, 노봉린 박

내가 진행되었다. 또한 1:1 상담부스를 운

사 원장)이 이사회를 거쳐 출범하게 되

영함으로써 우리만의 특징과 강점, 학과별

었다. AGST는 Asia Graduate School of

특성과 진로 등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

Theology, 즉 아시아신학대학원의 줄임말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관계자는

서 ATA(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아시아

답하였다.

치한 New Hope Christian College(총장
Guy Scott Shigemi Higashi)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1925년부터 시작
된 역사를 자랑하는 동대학은 현재까지 많
은 기독교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앞으
로 두 기관이 긴밀히 연합하고 교류하여 학
생들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나라의 확장
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제37회 선교대회 개최

신학연맹) 산하 기관이며 기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개설되어 있었지만

Well International과 자매결연

올해 AGST KOREA가 만들어지면서 공식 이
름을 AGST-Pacific으로 정했다.
이사진은 한국 측에서 김영욱 총장, 김영우

제37회 ‘ACTS 선교대회’가 “선교의 부흥이

총장, 박형용 박사, 미국 측에서 노봉린 박사,

있게 하소서! (Let There Be Missions Revival)”

조일구 박사, 이영배 장로이며 이사장은 박

라는 주제로 우리 대학에서 10월 21일(수)부

형용 박사, 원장은 노봉린 박사로 구성되었

터 22일(목)까지 이틀간 개최되었다.

고 하와이에 법적 등록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해외에서 연장교육 형태로만 진행해

우리대학은 지난 5월 15일, Well

오던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수

International과 MOU를 체결하였다. Well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International은 1999년부터 ‘세상에 영원한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서 보스톤한인교회(The
Korean Church of Boston)의 이영길 목사
가 참석하였고 선교헌신예배에서 [사도행전
11:29-26,13:1-3] 말씀을 본문으로 “떠나는

Zoom i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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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경의로우니(How marvelous those who

롯해 백석대, 장신대, 한신대, 목원대, 협성대,

2015년 양평 1318 STAR 청소년 문화페

depart are)” 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을 전했다.

한국성서대 등 많은 실력 있는 대학들이 참석

스티벌이 9월 12일(토), 양평군청사거리

이틀 간 일정 속에 선교대회는 예배 외에도

하여 더 의미가 깊었다. 대회 시상식에서는 윤

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대학에서는 하태선

다양한 일정이 있었다. 특히 이대행 선교사

택진(선교학과, 2학년)학생이 최우수선수상에,

교수, 대학 홍보대사 및 학생들이 참여하

(선교한국 상임위원장), 정성 선교사(OMF 디

승현수(선교학과, 3학년) 학생이 감독상에 선

여 본교 홍보 및 행사지원 봉사를 위해 참

아스포라 지역), 박광우, 고혜영 선교사(기아

정되었다. 한편, 대회를 마친 후 주장 승현수

여하여 양평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대책 기아봉사단원), 신승철, 이경욱 선교사

형제는 “14명이라는 적은 인원수로 이번 대

본교를 알리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WMC 필리핀)등의 선교 선택 특강이 있었고

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을 안내하였다.

건물 밖에서는 선교단체들이 부스를 설치하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승

우리 대학은 양평의 유일한 대학으로서

여 학생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라는 사실보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양평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아랍문화 연구원(소윤정), 북한선교연구워(조

바라보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

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웃을 섬기는 그리

기연,정종기,송원근,윤현기), 아프리카선교연

대학은 작년 준우승에 이어 올해 우승을 함으

스도의 모습을 실천하는 학교로서 많은

구원(김영희,정성국), 러시아시베리아선교연

로서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복음봉사단, 우리대학 방문

태평양아시아협회 하계 해외봉사 참가

구원(안순철), 캄보디아선교연구원(정완익),
베트남선교연구원(박응규), 파키스탄선교연
구원(정흥호), 태국선교연구원(허주), 미얀마
선교연구원(신성욱), 네팔선교연구원(김한
성), 라틴아메리카선교연구원(정득수), 중국
선교연구원(김종구,박연기)등 많은 선교연구
원에서 세미나를 열어 각 주제와 기도를 나
누었다.
한편 이번 선교헌신예배에서는 ACTS 설립이
후로 변함없이 후원해 준 영락교회 소망회와

지난 5월 18일(월), ‛한국여성복음봉사단(이

도원선교회에 본교 전 구성원들의 감사의 마

하 여성봉사단)’ 임원단과 회원 90여명이 우

2015년 태평양아시아협회(PAS) 하계 월드

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 대학을 방문하여 여성봉사단 정기총회 및

프렌즈 청년봉사단에 본교 최성은(선교문화

매해 개최되지만 매해 더 특별하게 빛나고

예배를 가졌다. 여성봉사단은 1969년 11월

복지학과 4학년)학생과 임성은(선교문화복

있는 선교대회는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견고

1일 창단된 사단법인체로 45년간 활동하고

지학과 2학년)학생이 선발되어 3주간의 해

히 함과 동시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뻗어나가

있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ACTS의 설립 이

외봉사활동에 참가하였다. 태평양아시아협

는 불씨가 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래로 세계선교를 위해 후원으로 동역해 온

회(PAS)는 교육부, 외교부, KOICA의 후원을

기관이다. 특히 현재에는 외국인학생 장학

받아 방학기간에 전국 대학생 250여명이 총

금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

11개의 팀을 구성하여 네팔, 라오스, 몽골 등

이 변함없이 세계선교를 위해 나아갈 예정이

9개국에 봉사단을 파견해오고 있다. 본교 최

다. 한편 여성봉사단은 매년 본교를 방문하

성은, 임성은 학생은 몽골 국제 울란바타르

여 ACTS와 차세대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기

후레대학교에 파견되어 한국어 교육 봉사 및

도하고 있다.

한국 문화 체험 봉사를 진행하였다. 최성은

축구선교단, 제13회 할렐루야컵 우승

학생은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단기선교와
YP1318 청소년문화축제 자원봉사 참가

는 다르게 일반 대학생들과 어울려 팀워크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서로를 알게 되는 계기
가 되었으며,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

지난 9월 21일, 우리 대학 CORAM DEO

고, 복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

FC(축구선교단)가 할렐루야 컵 축구대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말하

우승을 차지하였다. 할렐루야 컵은 한국축구

였다. 2016년 겨울방학에는 박현진(기교과

선교협회 주최 대회로서 이번이 13회째이다.

1학년)학우가 우리학교를 대표로 선발되어

특히 올해에는 작년 우승팀 총신대학교를 비

네팔로 3주간 봉사를 가기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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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동정

신간도서 안내

5월 15일

Well International과 M.O.U(2015.05.15)

5월 29일

대학총장조찬기도회

6월 7일
6월 23일~7월 2일

ACTS 신학과 선교
•Hermeneutics and Millennialism in Augustine’
s Eschatology_박응규•Integrating Adult Learning
Principles into an Effective Teaching, Preaching
Ministry_전병철•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ir Korean EFL Instructors: Metaphor
Analysis_김덕영•이슬람 선교를 위한 인도네시아
의 기독교에 대한 고찰_김진욱•선교사역과 우울
증에 관한 소고(小考)_유동윤•파키스탄 선교의 어
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선교전략_윤석호•이라크, 레반트 그리고 아
라비아 반도 선교에 있어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개발_정형남•히브
리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시편 126편 연구_김동진•루터의 『로마서 강
의』에 나타난 성 버나드의 사상 고찰 - 성 버나드의 『숙고에 관하여』(De
Consideratione)를 중심으로_조주희•기독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실태 및 요구분석_변우진•对两种连词的考察及其对教学的建议
管延增, 丁 帅

2015

7월 5일
7월 12일
7월 16일~21일
8월 4일
7월 26일

상심리교회 설교
제 2차 영국기도선교
지구촌순복음교회 교회 설교
보라성교회 방문 및 설교
AGST-Pacific이사회
New hope Christian College와 M.O.U (미국)
LA 새누리교회 설교

교수동정
장해경 교수

신앙과 기독교교육
저 자 : 이숙경 교수
발행일 : 2015년 8월 30일
펴낸곳 : 그리심
『신앙과 기독교교육』은 '신앙과 교육'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신앙과 교육'을 이야기 하는 이유,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것, 기독교교육을 한다는 것의 의
미, 기독교교육적 섬김의 대상, 기독교교육으로 섬
기는 사람들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을 흔들어라
저 자 : 전병철 교수
발행일 : 2015년 8월 5일
펴낸곳 : 넥서스CROSS
Rocker 하나님께 흔들린 자, 이제 Rocker로 일
어나라! 불편하게 만드는 위험한 책, 불을 지르는
메.시.지.

Spirituality of Gratitude
저 자 : Kang, Joshua Choonmin
역 자 : 전병철 교수
펴낸곳 : IVP
“Deep gratitude springs up from within,” writes
pastor and bestselling Korean author Joshua
Choonmin Kang.“To become truly grateful is incredibly difficult, but the difficulty of the process
makes the results all the more lovely.” God
invites us to enter into this world of thankfulness at every moment
in our lives, even in the hard times?perhaps especially then. Pastor
Kang continues: “Gratitude heals us and holds us, tethering us to
one another, offering us joy and strength.” As with Deep-Rooted
in Christ, this book has fifty-two short chapters that can be read
in weekly sabbath reflection or daily devotional use. So come and
discover a spirituality of gratitude.

조선어·쉬운 영어 스터디 성경
저자 / 펴낸곳: 한국 순교자의 소리
자 문 : 허주 교수 |
펴낸곳 : 한국 순교자의 소리
단순한 신학적 검토가 아닌, 큰 테두리 안에서 시간
을 갖고 번역에 대한 전반적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이 성경의 특징은 각 장마다 앞에 개론적인 해석이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
한 설명과 함께, 중요한 개념과 표현들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부 뿐 아니라 한국·중국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사람들, 특히 지식인·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6월 17일~21일

영등포 광야교회 주일 예배 설교

7월 18일

김정제 동문 우루과이 선교사 파송예배 설교(광야교회)

6월 19일

선교중국어학과 홍보를 위한 양평 및 분당지역 중국어 개설 고등학교 방문

우심화 교수
6월부터~현재
6월 26일
~8월 8일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 중국어교실 운영
선교중국어학과 제5차 하북사범대학교(중국) 연수 인솔
3+1복수학위 협약 추진

허주 교수
7월 13일
7월 16일~18일
7월 22일
8월 17일
~11월 30일

바른교회 아카데미 제19차 연구위원 세미나(‘다음세대 교회교육 새틀짜기)
참석 (필그림하우스)
한국성경주석 편집위원 간담회 참석 (필그림하우스)
<조선어/쉬운 영어 스터디 성경> 출간 인터뷰 (한국 ‘순교자의소리’ 선교회)
CTS ‘평신도 아카데미’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방송 강의

김한성 교수
6월 13일
6월 24일
~7월 6일
7월 1일
7월 25일
  10월 12일
10월 19일~23일
10월 31일

선교학 공동학술대회 참석 및 좌장
네팔 해외봉사 인솔
미국 Missiolgy: An Internatical Review 연구논문 게재
GCN TV “열린대담” 패널 출연
“힌두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GMS 선교훈련원 특강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네팔 방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참석 및 좌장

정성국 교수
7월 10일
7월 30일
~8월 27일

성서유니온 이사 수련회 해석학 특강
매주 목요일. 양평청소년책읽기모임 "Book Talk" 여름 모임 인도

기독교신앙의 진리
저 자 : 원종천 교수
발행일 : 2015년 8월 13일
펴낸곳 : 킹덤북스
범람하고 있는 이단의 유혹과 가톨릭교회와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정체성에 문제를 겪고 있는
개신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성경을
근거로 깊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정립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본서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개신
교회의 뿌리를 찾으며, 교회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소윤정 교수
6월 16일~19일
6월 23일
~7월 7일
7월 13일~17일

제 18차 CIS 한인선교사 대회 - 이슬람 여성 강의 (조지아 바쿠리아니)
영국기도선교 참석(Bedford, Winchester COGS 교회)
WMC 필리핀 강의

8월 21일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 패널출연 "할랄 산업 확산, 왜 우려하는가 (77회)"

8월 27일

CTS 뉴스플러스 출연 - 할랄산업우려대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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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English
AGST-Pacific launch

On July of 2015, Director Dr. Noh Bong Lin from Hawaii, through a
board of directors, was able to launch AGST-Pacific. AGST, or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is a branch of ATA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There were branches in Japan, Phillipines, and Indonesia,
but with the creation of AGST KOREA this year, the decision was made
that it would be called AGST-Pacific. Previously, this program was only
attributed continuing education status but going on towards the future, the
opportunity has been claimed to offer and provide much more education
services.

MOU : Well International

This past May 15th, our university completed an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Well International. Well International is an
International Relief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9
with the idea to “Fill the world with eternal light and love” and lend a
helping hand wherever it is needed, worldwide. Both ACTS and Well
International, have agreed to mutual cooperation and effort towards
Mission Education and other diverse Mission related events and activities.

Yang Pyung 1318 Youth Culture Festival
Participation

The Yang Pyung 1318 STAR Youth Culture Festival was held at the Yang
Pyung County Intersection on Saturday September 12th 2015.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our school took part in, as well as led, events at the
festival in an effort to promote our school to the young adults and citizens
of Yang Pyung. As the only University in Yang Pyung, our University
takes part in many opportunities to volunteer through various events in
Yang Pyung. We are doing our best to embody Christ’s attitude of service
towards our neighbors by becoming involved in as many events as we can.

37th ACTS Mission Conference

The 37th ACTS Mission Conference with the title, “Let There Be Missions
Revival!” was held at our school for two days starting Wednesday, October
21st and ending Thursday, October 22nd. For this Mission Conference,
Reverend Young Gil Lee from the Korean Church of Boston attended
and for the devotion service, gave a sermon titled “How marvelous those
two depart are.” from the word of ACTS 11:26-29, 13:1-3. In addition
to worship services, for two days, special topic seminars, mission booth
installations, mission research seminars, and many other diverse programs
were held. “The Mission Conferences are held every year but each year
The Mission Conference outshines itself and serves as a reminder of
our school’s identity and also as the spark that lights the flame of world
missions.” says one participant.

The 1s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good training
practices writing competition award

The 1s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good training practices writing
competition award ceremony was held on Thursday August 13th, 2015
at the Yang Pyung campus in Kyungido. Beginning June 1st, and ending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 this writing competition was organized
by our Christian Education and Counseling department with the purpose
of discovering and sharing good training practices together with other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More than 30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12 different schools participated in the competition.

The grand prizes were claimed by professor Jung Seong Min of SoMyung
(Calling) Middle-High School and Lee Na Yung, a student at Ggeumeh
(Dream) School. In addition, there were 4 excellence awards and 8
encouragement awards. Professors and students vied for the honor of 14
awards in total.

TRANSLATED

On Monday, June 18th ACTS Theological Institute (Head: Jang Heh
Gyung) held the 1st Theology Forum in the main building of our university.
The forum covered topics such as the changes in Mission Theology
and Faith Movement since 1998. To the question, “What is Mission
Theology?” Professor Jang explained, “For the past 41 years ACTS has
held true to its established mission statement of the evangelization of Asia.
In the gospel arena, international arena, and in the unified church, it has
not lost it’s identity as a University/Graduate school and since its infancy,
members of the ACTS community have been proud of our characteristics
and beautiful vis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Asia and the world.

ACTS Spiritual retreat “In His time, in His place”
Our University hosted its Fall spiritual retreat from Wednesday, September
2nd until Friday, September 4th. We invited Rev. Lee Jong Yong from
Cornerstone Church in Los Angeles to be our guest speaker and the title of
the retreat was “In His time, in His place.” The opening worship service
scripture was Isaiah 43 :1-3 and the sermon was titled, “The Chosen.”
Afterwards he preached five more times and showed a passion unlike any
other. Suh ㅇㅇ, a student who attended the retreat, had this to say, “It was
a precious time, starting the new semester, to examine whether I am being
faithful towards God and return to Him. I am grateful to have been able to
worship together with my fellow students.”

Mission Soccer team, Champions of the 13th
Hallelujah Cup

On the 21st of this past September, CORAM DEO FC (our college
Mission Soccer team) took first place at the Hallelujah Cup tournament.
It was the 13th competition held by the Korean Missions through Soccer
Organization. During the qualifiers, our school finished in 2nd place with
a win against Hoseo University and a loss against Presbyterian University.
Our school then won against Baek Suk University in the quarter finals and
won against Hyup Sung University in the semi finals. In a rematch against
Presbyterian University in the finals, we were victorious and took first
place. Yoon Taek Jin (2nd year Missiology) was awarded the MVP award
and Seung Hyun Soo (3rd year Missiology) received the best manager
award. Last year, our university ended in 2nd place, and this year we were
able to step up into the 1st place position.

Korean Female Gospel Corps, School Visit

On Monday, the 18th of May this year, 90 officers and members of “Korean
Female Gospel Corps” paid a visit to our university and held a routine
meeting and attended a worship service. The Female Gospel Corps was
founded on November 1st, 1969 and has been active for 45 years. They are
an interdenominational mission group that has strongly supported efforts
towards world miss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ACTS. Currently, they
are extending their support for international student scholarships especially
and both the Korean Female Gospel Corps and ACTS expect to carry on
their work towards world missions as they have done thus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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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후원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301–3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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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번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TEL. 031-770-7802, 7860 FAX. 031-770-7803
Email. jay10@acts.ac.kr

세계지역연구소(각국 선교연구원) [국민은행] 011–25–0008–353
학부생 장학후원 [농협] 301–7700–0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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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5년 5월 ~ 2015년 9월 후원자 명단)

ACTS 발전기금 | 과천교회, 광명교회, 권혁관, 김경민, 김경윤, 김기홍, 대광교
회, 모리아, 박신성, 박윤정, 벌교대광교회, 손복수, 압구정예수교회, 염천교회,
염천교회 선교부, 예인교회, 예일교회, 이규현, 중동선교회, ㈜청우티에스, CLC
각국 선교연구원 | 노은행복한교회, 동춘교회, 박병숙, 박한조, 빌리온선교
회, 서부성결교회, 서울홍성교회, 소윤정, 송명애, 양주새순교회,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왕성교회, 원동오, 유동환 목사, 이해영, 인천교회, 장자문, 전
원, 중계충성교회, 천안반석교회, 총회세계선교회, 한강중앙교회, GMS, KNU
ENGLISH Ch., 김화영, 기아대책, 강성곤, 글로, 부족선교회, 김선자, 김신아,
김용찬, 김진욱, 김혜숙, 박기곤, 박병이(조기연), 영락 2전도회, 온누리교회,
유동환목사, 조옥진, 풍성한교회, KNU Englinsh Ch,. 동춘교회422-2목장,
KNU ENGLISH CHURCH, 양주새순교회07, 동춘교회 422-2목장, 빌리온선
교회(김종구), 광야미션교회, 영락선교태국후,장학, 정흥호파키스탄, (주)스카
이소프트, 김태연, 박병이, 반석기초이앤씨(주, 양주새순, 영락교회 제2여전
도회, 유동환, 최영조, KNU Englisn Ch.
외국인학생 장학금 | 이희영, 전범준, (사)한국성서유니온, 대명선교교회(노희
중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일육, 에스더하우스(김희정집사), 윤정선교회,
익명, 슬림장학금, 염천교회세계선교부, 이주아, 모래내교회, 한국여성복음봉
사단, 100주년기념교회, 광명중앙감리교회, 대길교회(이순영권사), 방이교회(
이명숙목사), 삶이예배인교회 최정상교수, 성빛순복음교회 김인현목사, 아시
아포커스, 수영로교회, 또감사교회, 용문교회, 오산제일교회, 명업교회, 온누
리교회, 서울광염교회, 새로운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산돌중앙교회, 하나선
교회, 한국선교회, 김희경, 에스더하우스, 목자교회(김동환), 이철헌, 문호교회,
대명선교교회, 주아감사, 이효숙, 강동인목사(지구촌순복음교회), 무명1, 김흥
식(대양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목원교회, 영락교회소망회, 또감사선교교회

학부, 대학원 지정장학금 | 김정민, 대유스틸, 신금호교회, 높은뜻광성교회,
이숙경, 김영희, 윤현기(평화나눔재단), 김윤자, 대한예수교장, 상심교회, 유
지훈, 윤형란, 김애숙(김소연), 김정수, 김애숙, 안점식, 정흥호, 태국선교연구
원, 최의수, 정홍열
국제센터 | 몸된교회, 박윤정, 권오윤, 김한성
개척비 | 속초만천교회, 동춘교회, 동춘교회112목장, 박정순, 최경욱, 벌교대
광교회, 국민양평, 예인교회-대전, 최남수, 중동, 동춘교회112
10만명기도후원운동 | 천지혁, 박환순, 송병률, 서원주교회, 윤종문, 이현범,
한광식, 신동은, 이영희, 조진규(제자교회), 맹기원, 김중숙, 이정순, 김명희,
김영욱, 정흥호, 손신, 권오윤(가족), 안경승, 홍정수, 김정관, 위현숙, 채광석,
김용환, 김진화, 김현아, 류승희, 박영진, 이명기, 임규석, 정영일, 강성경, 유
은영, 육상근, 전수진, 조현종, 고지은, 권오윤, 권지윤, 권지헌, 김동엽, 조진
규, 서원주성결교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기획처(031–
770–78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명단은 입금된 날짜
를 확인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월에 입금을 하신 경우에
도 확인이 늦어지면 이월 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학년도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시[나군]
신입생 모집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중심!
바른 신학과 신앙을 전수하는 복음의 요람!

모집학과
신학과
•신본주의/복음주의에 근거하여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복음사역자 양성
•국제기독교사(성경) 자격취득
선교문화복지학과
•타문화선교사와 문화사역자 양성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신학/선교학/지역언어”과정 제공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교육과 상담
•국제기독교사(진로상담) 자격취득
•청소년상담사/상담심리지도사 취득
선교영어학과
•영어가 능숙한 전문사역자 양성
•국제기독교사(영어) 자격취득
•영어권 대학과의 복수학위 취득
선교중국어학과
•21세기 대(對) 중국 전문가 양성
•국제기독교사(중국어) 자격취득
•중국 대학과의 복수학위 취득

원서접수 2015년 12월 24일(목) ~ 12월 30일(수) 전형일 2016년 1월 13일(수) 입학문의 031-770-7838~9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TEL•031-770-7838~9 www.acts.ac.kr

